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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기반 RTLS 시스템을 위한
속도 적응형 위치 추정 방법
Speed-Adaptive Location Estimation Approach
in a Wireless LAN-based RTLS System
김학용
Hakyong Kim

실내 및 근거리에서의 위치 추적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무선랜 기반의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RTLS)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무선랜 신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삼각법을 이용하여 무선랜 장치의 위치를 추
정하거나 무선랜 신호 분석 결과를 실제 위치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측정된 무선랜 신호와 가장 유사한 결
과를 검색함으로써 무선랜 장치의 위치를 추정한다. 어떤 위치 추정 방법을 사용하느냐와 상관없이 현재까지 소개된
대부분의 무선랜 기반 RTLS 시스템은 정지 상태에 있는 무선랜 장치에 대해서만 3m 수준의 위치 추정 정확도만을 보
장하며 이동 중인 무선랜 장치에 대해서는 10m 전후의 매우 낮은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 추정 과정에서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위치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속도 적응형 위치 추정 알고리즘, 위치 추적, 위치 추정 정확도, 무선랜, LBS, RTL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location estimation algorithm which improves the positioning accuracy in
wireless LAN-based real-time locating systems (RTLS). In the proposed approach, we consider the speed of
mobile devices traced by an RTLS system as well as the received signal strength in order to locate mobile
devices on the move. Our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more than 90 percent of the estimated locations have
error distances less than 5 meters.
Keywords: LBS, RTLS

I.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대부로 알려진 마크 와이
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능력
을 이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기술’
이라고 정의했다
[1]. 즉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이동성을 지닌 컴퓨팅
(mobile computing) 능력이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embeddedness)을 말한다
[2]. 따라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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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컴퓨팅 장치 혹은 컴퓨팅 서비스가 사용자
와 함께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사용자를 둘러싼 물리적 혹은 가상적인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경 정보를 얻어
내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치 추
적 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된 다른 연구 테마
들과 더불어 오래 전부터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2]~[4].
위치 추적에 관한 연구는 레이더 시스템 개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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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einrich Rudolf Hertz(1857~1894)

그림 2. Active Badge Location System(1992)

초가 된 독일인 물리학자인 헤르쯔(Heinrich
Hertz)(그림 1 참조)의 1887년 실험으로 거슬러 올라
가야 하지만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관점에서 위치 추적
에 관한 연구는 1992년 Xerox PARC의 Active Badge
위치 추적 시스템[5](그림 2 참조)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이후 AT&T의 Active Bat, Cricket 등으로 이어
지며 최근에는 RFID, UWB, 무선랜 등의 기술을 이용
한 다양한 위치 추적 시스템들이 개발되거나 연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 RADAR로 대표되는 무선랜(IEEE
802.11b 혹은 Wi-Fi)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은 무선
랜 인프라의 보급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최
근에는 다양한 상용 제품까지 출시되고 있다[6]~[9].
무선랜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은 무선랜 장치의
위치를 추정(location estimation or location
determination)하기 위해서 Cell-ID, 삼각법
(triangulation),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방법 중
의 한 가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두 가지를 혼용하기도 한
다[10]. AeroScout사의 위치 추적 시스템[6]이나
PanGo Networks 사의 위치 추적 시스템[7]은 삼각법
을 이용하며 Ekahau 사의 위치 추적 시스템[9]은 핑거
프린팅 방법을 이용하여 무선랜 장치의 위치를 추정한
다.
일반적으로 삼각법을 이용하는 위치 추적 시스템은
3m 이내의 위치 추정 정확성을 제공하는 반면 핑거프
린팅 방법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1m 정도의 위치 추정

정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험 결과 실험 방법 및 파라미터의 설정 방법 등에 따
라 삼각법을 이용하는 시스템도 1m의 위치 추정 정확
도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핑거프린팅 방법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환경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주어야 하
기 때문에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상용 제품 및 무선랜 기반 위치 추적에 관
련된 연구 결과들은 정지 상태에 있는 무선랜 장치의 위
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냈
다. 즉 정지 상태에 있는 무선랜 장치에 대해서는 1m
혹은 3m 이내의 높은 위치 추정 정확성을 제공했지만
이동하는 무선랜 장치에 대해서는 파라미터의 설정값을
다양하게 변화시켜도 5m 이내의 위치 추정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무선랜 장치의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위
치 추정 정확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위치 추정 방법은 이동 중인 무선
랜 장치의 이동 속도를 추정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무선
랜 장치의 위치 정보의 샘플링 속도 및 위치 정보 전송
주기를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무선랜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위치 추
정 방식과 위치 표시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기존 위치
표시 방법의 한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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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무선 위치 추적 시스템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11]

위치 표시 방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할
것이며 IV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속도 적응형 위
치 추정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이동 중인 무선랜
장치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
해 증명할 것이다. V장에서는 간단한 요약과 함께 논
문을 맺는다.

II. 위치 추정 방식 및 위치 표시 방법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사용되는 위치 추적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위치 정보 측정(location sensing), 위치
정보를 이용한 위치 추정(positioning engine), 그리고 추
정된 실제 위치의 표시 부분(display system)에 의해 구
성된다. 본 장에서는 무선랜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이
용한 위치 추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위치 추정
방식 및 위치 표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위치 추정 방식
위치 추적 시스템에 사용되는 위치 추정 방식에는
Cell-ID, 삼각법, 핑거프린팅 등이 있다[10],
[12]~[13]. 이 중에서 Cell-ID 방식은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을 단위 셀로 지정하고 위치 추적의 대상이
되는 개체가 어느 셀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으
로써 위치를 추정한다. 이동통신망이나 RFID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동통신망의 경우 셀의 크기가 수백 미터에서 수 Km
에 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추정보다는 셀 내의 사용
자 존재(presence) 여부만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반면 RFID의 경우 셀의 크기가 수 미터 이내이기 때문
에 비교적 정확한 위치 추정이 가능하지만 극히 제한된
공간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용하다.
삼각법에 의한 위치 추정은 이미 좌표가 알려져 있
는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기준점과 모바일 장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냄으로써 모바일 장치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준점과 모바일 장치 사이의 거리는 수신된
신호의 세기(RSS), 신호의 도착 시간(TOA), 신호의

도착 시간차(TDOA)와 같은 전파 특성값을 이용해 계
산하게 된다[12]. 이 방법은 위성을 이용하는 GPS 시
스템이나 무선랜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에 주로 사용
된다. 위치 추정 정확도 개선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
은 GPS의 경우 위치 추정 오차가 20m 이내이며[14],
무선랜 위치 추적 시스템의 경우 10m 이내다.
핑거프린팅 방식은 모바일 장치의 위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RSS나 TOA와 같은 전파 특성값 이외에도 위
치 추적의 대상이 되는 곳에 대한 환경 정보까지 고려함
으로써 위치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15]. 삼각법이 전파 특성값으로부터 기준점과 모바일
장치 사이의 거리를 추정하는 반면, 핑거프린팅 방식은
이미 알려진 위치에서의 전파 특성값을 측정하여 데이
터베이스로 만든 후 위치 추정에 사용한다[16]. 즉 위
치 추정 대상이 되는 공간에 다수의 샘플 포인트를 지정
하고 모든 샘플 포인트에서 수 차례 전파 특성값을 측정
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된다. 실제 위치 측정을
하는 경우 이미 만들어놓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여러 기준점에서 측정된 전파 특성값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추출해 냄으로써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핑거프
린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6]을 참고하기 바
란다.
2. 위치 표시 방법
위치 추적을 위해 삼각법을 이용하는 시스템들은 II
장 1절에 소개된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모바일 장치
의 위치 추정을 수행한다. 위치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된 측정 위치값에 대해
산술 평균(arithmetic mean), 중앙값(median), 최빈
치(mode), 이동 평균(Moving Average), 가중 평균
(Weighted Agerage)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림 4~
그림 6에 보이는 것처럼 정지해 있는 모바일 장치에 대
해 위치 추정 정확도 개선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은 그
다지 커다란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림 4는 IV장의 그림 9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테스
트 환경에서 AeroScout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지해 있는 무선랜 장치의 위치를 측정한 후 그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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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지해 있는 무선랜 장치에 대한 측정 위치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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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지해 있는 무선랜 장치에 대한 추정 위치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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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지해 있는 무선랜 장치에 대한 실제 위치와 추정 위치 사이의 누적 거리 분포

실제 위치 (0.0, 0.0)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5분
동안 0.5초마다 한 번씩 측정하여 600개의 측정 위치값
샘플을 얻었으나 AeroScout 시스템은 가로 세로 각각
0.5m 단위로 측정 위치값을 근사화시켜 표시하도록 되
어 있어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복된 샘플들은 하
나의 점으로만 나타내어졌다. 한편 그림 5는 최근 5개
의 측정 위치값에 대해 산술 평균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

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에 보이는 것보다
더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지 상태에
있는 무선랜 장치에 대한 위치 추정의 효과가 그다지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상기와 동일한 실험에
서 무선랜 장치의 실제 위치와 그림 5에 보이는 추정 위
치 사이의 거리에 대한 누적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무선랜 장치가 정지해 있는 경우 90%의 확률로 2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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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 가지 유형의 위치값

위치값 종류

표현법

설명

실제 위치값

(xt, yt)

시간 t에 실제로 이동 개체가 존재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값

측정 위치값

(x~t, y~t)

시간 t에 측정된 이동 개체의 위치값

추정 위치값

￣t, ￣
y t)
(x

시간 t에 계산된 이동 개체의 위치값
시간 t 이전에 측정된 n개의 측정 위치값을 이용해서 계산됨 (n≥1)

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되며 100%의 확률로 2.5m의 오
차 범위 내에서 측정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및 5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무선랜 장치가 비록 정지해 있다 할지라도
급변하는 전파 환경의 영향으로 측정 위치 및 추정 위치
가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지해 있는 무
선랜 장치에 대해서는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해도
위치 추정 정확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무선랜 장치가 이동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무선랜 장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파 환경
변화의 영향도 심해지며 정지 상태의 경우와 동일한 방
법으로 추정 위치값을 계산하는 것은 과거의 위치 정보
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치를 추정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즉 정지 상태의 경우와는 달리 커다란 위치 추정
오차를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
한 위치 추정 정확도 개선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모
바일 장치의 이동 속도에 따라 관측 구간 및 샘플링 주
기를 변경함으로써 이동 중인 모바일 장치의 위치를 보
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속도 적응형 위치 추정 알고리즘
을 설명하기에 앞서 세 가지 유형의 위치값에 대해 정의
하고자 한다. 이들은 실제 위치값(true position), 측정
위치값(measured position), 그리고 추정 위치값
(estimated position)이며, 서로 다른 조건 하의 무선
랜 장치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먼저 실제 위치값은 이동 개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위치에 대한 좌표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
한 무선랜 장치의 실제 위치값은 측정 회수나 측정 방
법, 그리고 위치 추정 방식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다음으로 측정 위치값은 특정 시간에 측정된 이동 개체
의 좌표를 말한다. 측정 위치값은 전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측정할 때마다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정 위치값은 측정
위치값을 이용해 얻어진 무선랜 장치의 위치값으로, 일
반적으로 이전에 측정된 여러 개의 측정 위치값들에 대
해 평균을 취하거나 특정한 로직을 적용함으로써 얻어
진다. 추정 위치값은 전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측정 위
치값을 이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추정 위치값도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다. 오차(error)는 실제 위치값과 측
정 위치값의 차이 혹은 실제 위치값과 추정 위치값의 차
이로 정의된다. 상용 무선랜 위치 추적 시스템에서는

측정 위치값보다는 추정 위치값을 주로 사용하므로 본
논문에서도 실제 위치값과 추정 위치값의 차이를 오차
로 이용할 것이다(표 1 참조).

III. 속도 적응형 위치 정확도 개선 방법
II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치 추적 시스템의 위치
추정 기능은 관측 구간에서 측정된 위치 정보를 이용해
계산된 순간적인 측정 위치값들에 대해 평균을 취해 추
정 위치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관측 구간의 길이나 평균을 취하는데 사용되는
측정 위치값 샘플의 개수에 따라 위치 추정의 정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선랜 장치가 정
지 상태에 있을 때보다는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 더욱 심
각해진다.
이동하는 무선랜 장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선랜 장치의 위치 정보 제공 주기를 빠르게
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관측 구간을 짧게 하지 않으면 과거의 위치 정보들이 많
이 반영되어 위치 추정 정확도의 개선 효과가 줄어든다.
둘째, 위치 정보를 빈번하게 전송하는 것은 무선랜 장치
의 배터리 소모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무선랜 장치
는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20~100mW의 전력을 소모하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때 200~300mW의 전력을 소모한다. 셋째, 위치
정보의 전송 주기를 빠르게 하면 무선랜 트래픽의 충돌
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무선랜의 데이터 통신
속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유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를
바탕으로 위치 추정에 사용되는 샘플의 관측 구간 및 샘
플의 개수를 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위치 추정의 정확
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된 방법에서
는 위치 추정에 사용되는 샘플의 개수를 일정한 수준으
로 유지시켜줌으로써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와 무관
하게 위치 추정의 정확성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제안된 방법은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를 추정하는 부
분, 추정된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를 바탕으로 위치
정보 전송 주기를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위치를 추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러나 마지막 부분은 위치 추적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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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
t - --------·
2

Unit Interval

무선랜 장치

t-3∆t

·∆t
t -(n-1)·

t-2∆t

t-∆t

t

Observation Interval

그림 7. 관측 구간(observation interval)과 단위 구간(unit interval)

분이므로 본 장에서는 앞의 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
기로 한다.

k-1

di=d(lc(0), ls)+ Σ d(lc(j), lc(j-1))+ d(le, lc(k))

(3)

j=2

1. 이동 속도 추정
위치 추적의 대상이 되는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
는 그림 7에서 관측 구간으로 나타내어진 특정한 시간
동안 무선랜 장치가 이동한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특정한 시간 동안 무선랜 장치가 이동한 거리는 단위 시
간(∆t) 동안 이동한 거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현
￣,￣
재의 추정 위치값을 lt 혹은 (x
t y t ), 단위 시간 이전의
￣
￣
추정 위치를 lt-∆t 혹은 (x
,
y
t -∆t
t -∆t)라 하면, 두 지점 사
이의 거리(Euclidean distance) δj는

2 1/2
￣ -￣
δj=((x￣t - ￣
x t -∆t )2+(y
t y t -∆t ) )

for t＞0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특정한 시간 동안 개체가 이
동한 거리 di는

k

di=

Σ δj
j=1

(2)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에서 ls 및 le은 관측 구간
의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고 lc(j)(1≤j≤k and 1≤k)은 시
점 ls와 종점 le 사이에 존재하는 전환점들을 나타낸다.
이제 이동 속도 추정의 문제는 개체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찾는 문제로 바뀐다. 그러나 무선랜 전
파 환경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지점을 찾아내
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
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의 변화에만 관심을 둘 것이며 이
를 위해 개체는 직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 이유
는 실제 이동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 구간은 수 초
이내로 매우 짧아서 전환점이 한 번뿐이거나 전혀 발생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식 (3) 대
신 식 (2)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k개의 단위 구간으로
이루어진 관측 구간에서의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 v
는

di
v=--------------------k·∆t

(4)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 된다.
그러나 전파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위 시간마다
계산된 추정 위치값이 실제 위치값과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식 (2)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단
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합을 사용하지 않고 식 (1)
을 이용해 관측 구간의 시점과 종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서 사용할 수도 없다. 관측 구간 동안에 개체가 진행 방
향을 바꾸는 경우 계산된 거리는 실제 이동한 거리보다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체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지
점(전환점)을 알 수 있다면 관측 구간 동안 이동한 거리
는 (시점-전환점), Σ(전환점-전환점), (전환점-종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2. 위치 정보 전송 주기 변경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 패턴은 정지 상태 혹은 다양
한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무선랜
장치가 이동 상태에 있는 경우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
는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무선랜
장치에 대한 위치 추정 정확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와 무관하게 단위 이동 거리당
측정되는 측정 위치값 샘플의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
어야 한다. 즉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측정 위치값의 샘플
링 주기를 빠르게 해야만 단위 이동 거리당 측정되는 측
정 위치값 샘플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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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체의 이동 속도에 따른 샘플 측정 회수

속도 구간 (m/sec)

0.0~0.63

0.63~1.25

1.25~2.5

2.5~5.0

샘플 측정 회수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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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를 몇 개의 속도
구간으로 나누고 각 속도 구간에 대해 서로 다른 횟수의
샘플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초에 1
번 위치 정보를 측정하는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있고, 무
선랜 장치의 최고 이동 속도를 18Km/hr라 가정하자.1)
대부분의 무선랜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이 1초 동안 최
대 8회 위치 정보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속도일
때 8회 위치 정보를 측정하도록 한다면 속도 구간을 샘
플당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 2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
간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0이런 경우 무선랜 장치
가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한다 할지라도 5m를 이동하
는 경우 적어도 8 개 이상의 샘플이 측정된다.
즉, 본 장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르면 그림 3에 제시된
무선 위치 추적 시스템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8
과 같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선랜 장치는 대부분 정지 상태
에 있거나 혹은 일정한 속도로(예를 들면 보행자 속도)
이동한다. 이동 속도가 변하는 구간도 생각해 볼 수 있
으나 이러한 구간은 매우 짧아 무시할 수 있다. 이처럼
무선랜 장치의 이동 속도 패턴을 정지 상태와 일정한 속
도로 움직이는 이동 상태로 단순화시키면 위치 정보 전
송 주기 변경의 문제는 매우 간단해진다. IV장의 실험
에서도 정지 및 이동의 두 가지 속도 구간이 존재하는
단순화된 모델을 고려하였다.

1) 18Km/hr는 지게차의 일반적인 주행 속도에 해당하며, 이는 5.0m/sec의 속
도에 해당한다. 사람은 대략 4Km/hr 혹은 약 1.1m/sec의 속도로 이동한다.

IV.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III 장에서 소개된 속도 적응형 알고리
즘이 기존 방법들에 비해 더 나은 위치 추정 정확도를
제공함을 성능 비교 실험을 통해 입증할 것이다. 실험
을 위해 AeroScout의 무선랜 기반 RTLS 시스템을 이
용하였다[6]. AeroScout의 RTLS 시스템은 LR
(Location Receiver)라 불리는 위치 측정을 위한 전용
AP (Access Point)를 이용하여 T2라 불리는 무선 태
그 장치 및 노트북, PDA, 무선랜 기반의 VoIP 폰의 위
치를 추적하여 표시해 주는 시스템이다. RSSI나
TDOA를 이용하여 정해진 주기마다 무선 장치와 LR
사이의 거리를 구하며 삼각법을 이용해서 무선 장치의
측정 위치를 계산한다. System Manager라는 소프트
웨어는 이렇게 얻어진 측정 위치값에 대해 산술평균, 중
간값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 위치값을 계산한 후
그림 9에 보이는 것과 같은 평면도 상에 무선 장치의 위
치를 표시해 준다. 본 실험에서 AeroScout 시스템은
추정 위치값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측정 위치를 확보하
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성능 테스트를 위해 그림 9에 보이는 것처럼
ASEM 타워 8층의 일부에 4 개의 AeroScout LR를 설
치했다. 무선 태그 T2의 위치 정보 전송 주기는 125
msec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AeroScout과 같이 기존에
나와 있는 시스템들은 원격 및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 전
송 주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전송 주기
로 설정을 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얻어진
위치 정보를 무선 장치의 이동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이동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25
msec마다 측정된 샘플값을 이용하였고 정지 상태로 판

8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6권 4호·2006년 8월

34m

38m

그림 9. 속도 적응형 알고리즘의 성능 테스트 환경

표 3. 정지 상태의 이동 개체에 대한 위치 추정 정확도 비교

추정 오차 분포

Proposed

Mean

Median

1m

39%

39%

36%

2m

40%

40%

41%

3m

15%

15%

20%

4m

5%

5%

3%

5m

1%

1%

0%

6m

0%

0%

0%

Avg.

1.89m

1.89m

1.9m

단되는 경우는 250 mseec마다 측정된 샘플값을 이용
하였다. LR는 IEEE 802.11b 표준만 지원하며, 15
dBm의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다. III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추적되는 이동 개체는 관측 구간 내에서
직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동 개체로는 IEEE
802.11b를 지원하는 삼성 SENS P20 노트북과 HP
iPAQ HX2490 PDA를 이용하였다. 외부 간섭의 효과
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험은 주말 낮 시간 동안 진행되
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AeroScout는 무선 노트
북과 PDA의 실시간 측정 위치값만을 계산하는데 사용
하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측정 위치값에 대해 세 가지 위
치 추정 방법을 적용 후 비교했다.
표 3은 그림 9에 보이는 것처럼 노트북이나 PDA와
같은 이동 개체가 사무실의 한 지점에 정지 상태로 놓여
져 있을 때 다양한 위치 추정 방법들 사이의 성능을 비
교하고 있다. 이 경우 이동 개체가 정지 상태에 있기 때
문에 세 가지 위치 추정 방법, 즉 속도 적응형 방법, 산
술 평균(mean), 그리고 중앙값(Median) 사이에 커다
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속도 적응형 방법과 산

술 평균을 이용한 경우의 위치 추정 결과는 동일하다.
이는 제안된 속도 적응형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는 산
술 평균을 이용해서 위치값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각 이동 개체에 대해 1분 동안 250msec 마
다 측정된 샘플을 이용했으며 위치 추정을 위해서 최근
의 2.5초 동안에 측정된 10개의 샘플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이동 개체에 대한 위치 추정 정확도 실험은
표 3에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표 4에 보이는 것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속도 적응형
알고리즘은 무선랜 장치가 0.9m/sec의 속도로 이동하
는 실험에서 산술평균이나 중앙값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훨씬 나은 위치 추정 정확도를 보여줬다.
다양한 이동 속도에 대해 서로 다른 샘플링 속도를 이용
하여 실험을 할 수도 있으나 III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무선랜 장치는 정지 상태에 있거나 혹은 보
행자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지 및 단일 이동 속도에
대해서만 실험을 실시했다. 무선 태그 T2가 그림 9에
서 ★로 표시된 (A)에서 (B)로 이동하고 (C)에서 (D)
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125 msec 마다 한 번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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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위치 추정 오류의 누적 분포 함수(CDF)

표 4. 0.9m/sec로 이동하는 개체의 위치 추정 정확도 비교

추정 오차 분포

Proposed

Mean

Median

1m

11%

3%

3%

2m

16%

8%

7%

3m

25%

10%

9%

4m

27%

17%

16%

5m

15%

19%

20%

6m

5%

18%

22%

7m

1%

11%

17%

8m

0%

7%

5%

9m

0%

3%

1%

10m

0%

0%

0%

Avg.

3.38m

4.80m

5.07m

정보가 수집되었다. 25m의 (A)-(B) 구간 및 18m의
(C)-(D) 구간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성능 평가는 각각
10차례씩 반복되어 수행되었다. 상기와 같은 조건 하
에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그림 10에 보이는 것처럼 제
안된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 1.5
미터 이상 더 정확한 위치 추정 정확도를 얻어낼 수 있
다. 특히 제안된 방법은 위치 추정 오차가 5m 이내일
확률이 90% 이상이었으나 다른 방법들은 70% 미만이
었다. 본 실험에서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들은 무선랜 장치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250msec 마다 측정된 샘플을 사용했지만
무선랜 장치가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속
도 적응형 알고리즘은 125msec마다 측정된 샘플을 사

용했다. 즉 제안된 알고리즘은 동일한 개수(10개)의
샘플을 취하는데 1.25초 밖에 걸리지 않아 최근에 측정
된 샘플들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위치 추정의 정확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만약 샘플링 주기를 1초 혹은 그 이상으로 한다면
앞의 실험과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
나 이처럼 느린 샘플링 주기는 위치 추정이 수행되는 동
안 이동 개체가 꾸준히 움직임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
인 에러를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동 개체의 위치
추정을 위해서는 (샘플링 주기)×(이동 속도)가 목표로
하는 위치 추정 오류보다 훨씬 작도록 샘플링 주기를 설
정해야 한다. 앞의 경우 샘플링 주기가 125msec인 경
우와 250msec인 경우 샘플링 주기에 의해 야기되는 위

2) (0.22-0.11) x (샘플 개수)=0.11x10=1.1m

3) (1/2)x(샘플 측정 구간)x(이동 속도)=(1.25 sec)/2x (0.9m/sec)=0.6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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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추정 오류는 각각 0.11m와 0.22m가 되며 따라서
샘플링 주기에 의한 위치 추정 정확도 향상 효과는
1.1m가 된다.2) 나머지 0.63m 정도의 위치 추정 정확
도 개선 효과는 샘플 측정 기간을 2.5초에서 1.25초로
줄임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즉 최근에 측정된 샘플을 사
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해당한다.3)

[2]

[3]

[4]

V. 요약 및 맺음말
무선랜 인프라의 보급 및 위치정보 기반 어플리케이
션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선랜 기술
을 이용한 다양한 위치 추적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소개
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주로 실내 및 근거리의
한정된 공간에서 무선랜을 이용해 데이터 통신은 물론
위치 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는
무선 신호가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의 성
능은 물론 위치 추적의 정확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높은 위치 추정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위치 추
적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슈가 된다. 특히 정지 상태에 있는 무선랜 장치보다는
이동하는 무선랜 장치에 대한 위치 추정 정확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랜 기반의 위치정보 시스템에서
이동하는 무선랜 장치의 위치 추정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무선랜 장치
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무선랜 장치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 정보를 함께 이용했다. 추정 위치값
을 이용하여 무선랜 장치의 이동 여부를 파악한 후, 이
동 중인 경우에는 위치 정보의 전송 주기를 빠르게 함으
로써 위치 추정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 이런 시
도는 무선 장치의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위치 정보
전송 주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무선 장치들은 대부
분 정지 상태로 존재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동하
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위치 추
정 방법에 대해 1.5m 정도의 위치 추정 정확도 개선 효
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안된 알고리즘이 심하
게 요동치는 무선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가장 최
근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
한적이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는 무선 환경 변
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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